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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구원들의 실제 시간배분 – Only 42%만이 실제 연구시간]

1. 가장 Smart한 연관 검색 엔진 강화로 시간 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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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Scifindern의경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연관 검색을 통해

원하는 정보 검색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여 연구원들의 귀중한

연구시간을 좀 더 실질적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

또한, 연구원들의 질문을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

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내에

제공합니다.

• 새로운 추가제품;

– PatentPak + MethodsNow

– 새로운 합성 예측 설계(- CAS Retrosynthesis Planner)



2. User Friendly Interface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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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별도의 Training없이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략한 Interface;



- Keyword 및 물질 구조 동시 검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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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률적인
검색항목

이전
기록을

통해 바로
지난 검색
실행 가능

동시 검색 가능



- 동시에 여러 검색창을 Open하여 편의성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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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성 극대화



- Citation Mapping을 통한 검색 기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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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관심 연구분야 동향 손쉽게 확인

• 잠재적 공동 연구자 및 연구비 지원관련 검색

• 중요한 논문의 History 추적 가능



3. 특허의 중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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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특허분쟁으로인한 기술적, 시간적, 비용적인 손해는 막대합니다. 

• SciFinder-n의 특허자료는 EPO, DPMA, JPO, WIPO를 포함한 전세

계 63개 특허기관을 망라하며, 180개국, 50여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

로 작성된 문헌, 특허를 번역하여 제공하므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으

실 수 있게 됩니다.

• 또한, 특허에서 공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

니다. 특허에서 색인된 물질 정보를 쉽고 빠르게 SciFinder-n를 통해

검색 하실 수 있어, 연구에 필요한 검색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

4. 전세계적으로 신뢰받는 DB, SciFinder Family Product, SciFinder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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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SciFinder/SciFinder-n는 전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“필수 연구 도구”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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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urces:

전세계 상위
100위권내

대학교

- The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

세계 상위
50개의

제약회사 중
48개의

제약회사

- Chemical & Engineering News

상위 25개의
생물공학 회사

중 24개의
생물공학회사

- Genetic Engineering & Biotechnology News

세계 상위
50 개의

화학회사 중
47개의

화학회사

- PharmaExec.com



5. Advanced Option pack, PatentPak & MethodNo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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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tentPak™ MethodsNow™

소 개 - SciFindern®내의 “특허 검색솔루션”

- SciFindern®내의 특허 원문과 관련 정보를 PatentPak™ 을 통
하여보다 손쉽게 찾을수있음.

- MethodsNow™는 약리학, HPLC, 식품 분석, 천연물 분리 분
석 및 수질 분석 분야 등의 분석 및 합성 방법에 대한 단계별
정보를 제공

-합성실험에 특화된 새로운 Solution

특/장점 ▪주요 특허기관의 특허 원문 PDF를 즉시제공
(CN, DE, EP, FR, GB, IN, JP, KR, RU, WO and US)

▪패밀리특허의 해당 언어의 각 원문 PDF를바로확인 (영어,
한국어,독일어,일본어,중국어,프랑스어,러시아어)

▪특허 내포함된 물질의 CAS RN 및 페이지 번호 제공

▪ SciFinder검색을 통한신뢰도 높은검색 결과제공

▪ 7백 만개 이상의 특허정보 포함

▪ 매일 업데이트

▪ PatentPak™ Viewer를 통하여 특허 내 텍스트화 된 물질의
구조확인 및즉시검색 제공

▪공개되어 있는 수백 만 개의 실험 절차의 세부 방법에 쉽게
접근가능

▪읽기 쉬운차트 형식으로 실험 세부 사항을 디스플레이

▪실험과 관련한 재료, 장비, 조건 정보 등을 포함

▪최고의 저널과 특허의 합성을 포함하는 커버리지

▪ CAS고유의 식별번호 CAS Method Number부여



새로운 추가제품 #1 : PatentPa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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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속 화학
물질 색인 및
상세 정보 연동
검색 가능

CAS 전문 과학자들이
직접 특허속 물질 색인



새로운 추가제품 #2 : MethodsNo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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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화학정보에 Link를 통한
추가적인 정보로 연동

단계별 실험 방법 설명

추가 유용한 정보



새로운 추가제품 #3 : CAS Synthesis Plann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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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ternative Step

레트로반응 합성설계

Yield, Price

Commercial 

Availability

※ Neratinib의 레트로반응 합성설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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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nect with SciFind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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